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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6월 15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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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BUFFALO의의의의 CANALSIDE에서에서에서에서 “COOL GLOBES” 전시회전시회전시회전시회 개막개막개막개막 발표발표발표발표  
 

기후기후기후기후 변화에변화에변화에변화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인식을인식을인식을인식을 제고하는제고하는제고하는제고하는 공공공공공공공공 예술예술예술예술 전시회전시회전시회전시회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Buffalo의 Canalside에서 “Cool Globes” 공공 

예술 전시회의 개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11월 초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Cool 

Globes, Inc.가 후원하는 이 전시회는 12개 지구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데, 그 각각은 

대중과 기업이 어떻게 기후 변화를 줄이고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기후 변화에서 전국을 선도해 왔는데 이 프로젝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대변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ool Globes는 뉴욕주민들이 우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간단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장려하며 우리가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뉴욕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 전시회를 개최하여 본인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주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에너지 비전 개혁을 통해 

뉴욕주는 주의 전기 니즈의 50%를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자원으로 충당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80% 감축이라는 국제 공인 목표를 달성하기로 

공약하였습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뉴욕주민들의 

다짐을 기념하기 위해 Cuomo 지사와 협력하여 ‘Cool Globes’를 Buffalo에 가져와 

기쁩니다”라고 Cool Globes, Inc.의의의의 창립자창립자창립자창립자 Wendy Abrams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구들은 

개인과 기업의 간단한 조치에 의한 기후 변화 해법을 홍보합니다.” 

 

“Canalside는 이 공공 예술 전시회를 위해 그리고 기후 변화 해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완벽한 장소입니다”라고 Erie Canal Harbor Development Corporation 

회장회장회장회장 Robert Gioia가가가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바로 오대호에 위치한 Canalside는 물과 우리 지역의 

연결성을 대표하지만 기후 변화가 수위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 잠재력이 커기 때문에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Cool Globes’를 개최하고 이 전시회를 통해 우리 방문객들을 

교육하여 흥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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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Globes” 전시회는 2007년에 시카고에서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및 Daley 

시장의 환경실과 제휴하여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그 전시회에는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그 이후 “Cool Globes”는 New York City, Washington D.C., San 

Francisco, Los Angeles, San Diego, Houston, Vancouver, Sundance, Cleveland, 

Boston, Copenhagen, Geneva, Marseilles, Amsterdam 및 Jerusalem 등 전세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뉴욕주는 Lower Manhattan의 Battery Park City에서도 다른 “Cool Globes”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몇 달 동안 Pier A Plaza에서 전시회를 관람해 

왔습니다. “Cool Globes”는 2016년 11월 20일까지 계속 전시될 것입니다.  

 

주요주요주요주요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및및및및 환경환경환경환경 업적업적업적업적  
 

뉴욕주는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나대지를 보존하며, 뉴욕주의 광활하고 훌륭한 천연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며, 많은 획기적인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기후변화 

효과에 대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주요 에너지 및 환경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정에너지청정에너지청정에너지청정에너지 기준기준기준기준 마련마련마련마련: Cuomo 주지사는 PSC(Public Service Commission)에게 

2015년 뉴욕주 에너지 계획에 담겨있듯이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50%를 

제공하도록 대규모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뉴욕주의 기존의 제로 배출 핵 

함대를 지원할 계획을 제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Under 2 MOU에에에에 서명서명서명서명: 2015년에 Cuomo 지사는 Under 2 MOU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주, 지방 및 전세계 도시들이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2도(즉 화씨 3.6도)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2050년까지 배출가스를 80% 줄이기 위한 공약을 

주장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2015 주 에너지 계획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2030년까지 배출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1990년 수준 이하인 80% 

감축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2020년까지년까지년까지년까지 석탄석탄석탄석탄 없는없는없는없는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달성달성달성달성: 석탄은 발전을 위한 최고의 온실 가스 배출 

및 환경적으로 유해한 연료원 중 하나입니다. 주지사는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DPS(Department of Public Service) 및 DEC에게 2020년까지 나머지 2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청정 연료원으로 개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교통교통교통교통 및및및및 기후에서기후에서기후에서기후에서 선도선도선도선도: 교통 배출가스가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 부문이기 때문에 

뉴욕주는 이러한 배출가스를 낮추기 위한 야심찬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12개 북동부 주들과 연맹을 맺어 

교통 및 기후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 위해 ZEV(Zero Emission Vehicle) 

MOU와 International ZEV Alliance에 서명하였습니다. EPF는 이제 청정 차량 

구매 및 인프라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포함해 지역사회들이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주요한 새로운 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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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NYSERDA의 다가오는 소비자 제로 배출가스 차량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 10년년년년 50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청정에너지청정에너지청정에너지청정에너지 기금기금기금기금 채택채택채택채택: NYSERDA의 청정에너지 기금은 앞으로 

10년 동안 뉴욕의 가정, 건물 및 커뮤니티에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솔루션 배치를 지지하고, 청정에너지 혁신을 촉진할 첨단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주지사의 NY-Sun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제공하며 미국 최대의 Green Bank를 

자본화하기 위해 보다 큰 규모의 민간 부문 투자를 단행할 것입니다. CEF를 

통해서 뉴욕주는 요금 납부자들의 할증료를 2016년에 9,000만 달러 그리고 

2025년까지 총 15억 달러 줄일 것입니다. CEF는 우리의 50% 재생 전기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늘려 청정에너지 기준을 

보완할 것입니다.  

• 미국미국미국미국 최대최대최대최대 Green Bank 출범출범출범출범: 뉴욕은 미국 최대의 녹색은행인 10억 달러 규모의 

녹색 은행이 있는 곳입니다. 2015년, NY Green Bank는 주거용 태양열 및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주거용, 농업 및 소규모 상업 부동산 에 

소규모 풍력 에너지의 대대적인 배치를 가능하게 할 세 가지 협상을 지지하기 

위해 4,900만 달러를 제공하였습니다. Green Bank는 민간부문 파트너들로부터 

받은 1억7,9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활용하였습니다. 

• 공식적인공식적인공식적인공식적인 해수면해수면해수면해수면 상승상승상승상승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개발개발개발개발: CRR(Community Risk and Resilience) 

법에 따라 지시 받은 대로 뉴욕주는 과학과 철저한 공적 감리를 바탕으로 한 

뉴욕주 해수면 상승 예측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측들은 해안가에 있는 

커뮤니티와 소상업인들로 하여금 초강력태풍 Sandy처럼 극한 기후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 Climate Smart Communities 활동활동활동활동: 660만명의 뉴욕주민들을 망라하는 

170여개의 지방정부들이 지역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지원하는 뉴욕주 

프로그램에 합류하였고, 7개 커뮤니티가 엄격한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했습니다. 

제정된 2016-17년 예산에는 복원력 및 적응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커뮤니티에 제공하기 위한 Climate Smart Communities 교부금으로 1,100만 

달러의 새로운 EPF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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